




“무엇을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험 몇 주 전부터 시험 보기 직전까지 무슨 공부를 해야 할지, 어떻게 잘 마무리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안미정의 막판 총정리 [입실노트]는 짧은 시간 안에 집약된 중요 내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정리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최적의 교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UNIT 1] 문법 총정리에서는 시험에 잘 나오는 문법 포인트를 깔끔하게 정리하였고, 

[UNIT 2] 어휘 & 숙어 부분은 시험 전 꼭 알고 가야 하는 빈출 숙어표현과 생활영어 패턴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중요 테마별 기출어휘 챕터에서는 동의어나 반의어를 익힐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교재에 출제된 문제를 통해 실전감각을 키울 수 있습니다. 

기존 합격생들의 입소문에 의해 유명해진 안미정의 막판 총정리 [입실노트]는 강좌와 함께 활용 

하면 좀 더 쉽고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본 교재에 있는 표현과 어휘 및 문법 포인트가 

실제 시험에서 바로 보이는 놀라운 적중률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장에 입실하는 순간까지 하나라도 더 숙지하고 시험에 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잘 전달되어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Sophia Ahn (안미정 쌤)

머리말





5   

목 차

 1 문법 총정리

08  Chapter 01 동사의 종류 + 5형식

11  Chapter 02 수동태

14  Chapter 03 준동사

16  Chapter 04 시제

18  Chapter 05 조동사

20  Chapter 06 가정법

22 Chapter 07 수일치

27 Chapter 08 명사

30 Chapter 09 대명사

36 Chapter 10 관계대명사

41 Chapter 11 형용사

46 Chapter 12 부사

50 Chapter 13 전치사 vs 접속사

54 Chapter 14 비교

2 어휘 & 숙어

58 Chapter 01 중요 테마별 기출어휘 정리

68 Chapter 02 중요 생활영어 정리

81 Chapter 03 중요 기출 이어동사 정리

91 Chapter 04 테마별 필수 숙어

103 Chapter 05 숙어 확인문제

120 Chapter 06 스펠링으로 정리하는 숙어

179 Chapter 07 생활영어 확인문제

195 Chapter 08  전치사 관련 관용어구





문법 총정리 

1



8        안미정 영어 총정리 입실노트(FINISH)

동사의 종류 + 5형식 
Chapter

01
Point 1   1, 2형식의 공통점 : 자동사 + 목적어 없음 ➞ 수동태 불가 (be p.p.)

Point 2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동사들

 다음 완전타동사들은 전치사와 함께 쓰지 않는다. 

reach to enter into attend in
discuss 

about

mention 

about

oppose 

to

approach 

to
tell to

consider 

about

marry 

with

resemble 

with
inhabit in await for call to

leave 

from

동사의 종류 + 5형식 

<1형식 완전 자동사>

구성되다 : consist of

발생하다 : happen, occur, arise, 

               take place

왕래발착 : go, come, depart, arrive

체류 : live, stay

움직임 : walk, run, fly 

나타나다 / 사라지다 : 

appear, disappear

<2형식 불완전 자동사>

be 동사류 : be동사, lie

become 동사류 : 

go blind, fall asleep, 

make friends, go bankrupt, 

turn red, grow wild

감각동사류 : 

look, smell, taste, sound, feel 

             + 형용사보어 

주격보어에 to부정사를 쓰는 동사들 : 

appear, seem, turn out, prove

1, 2형식 
동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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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사의 종류 + 5형식 

Point 3   4형식으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동사들 

 다음 동사들은 목적어를 두 개 취할 수 없는 동사들이다. + announce / explain me that절 (X)

provide provide A with B provide B for / to A

inform / notify inform / notify A of B inform / notify A that s+v

Point 4   5형식의 모든 것

<사역동사>

let 

make + 목적어 + 동사원형

have                    P.P    

<목적보어에 to부정사>

ask

want

expect

require + 목적어 + to부정사

request

order

allow / permit

enable

encourage

force 

cause

forbid

<M. B. C. T. F>

make

believe + it(가.목) + O.C + to부정사 (진.목) 

consider                      that절

think          

find

<지각동사>

see 

watch + 목적어 + 동사원형

hear                      ~ing

overhear              P.P    

feel

notice

 5형식 
동사들



10        안미정 영어 총정리 입실노트(FINISH)

문법 총정리 

Point 5   헷갈리는 자, 타동사 정리노트

rise [자동사] 오르다 – rose - risen

raise [타동사] ~을 올리다 – raised - raised

lie [자동사] 눕다, 놓여있다 – lay - lain

lay [타동사] ~을 눕히다, 놓다 – laid - laid

sit [자동사] 앉다 – sat - sat

seat [타동사] ~을 앉히다 – seated - seated

 의미에 따라 달라지는 동사의 변화 

find 찾다, 이해하다 – found - found

found 설립하다 – founded - founded

hang 매달다 – hung - hung

hang 교수형에 처하다 – hanged - 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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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수동태02
 동사 자리에 밑줄이 있거나 빈칸이 있을 때는?

1) 수 : 주어와의 수일치 

2) 태 : 능동 or 수동 

3) 시 : 시제 

Point 1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을 때는? ➞ 수동태로 만들자.

수동태의 형태 : 무조건 ‘be동사 + p.p.’ 형태를 충족시켜야 한다. 

Q) 다음 중 수동형태의 동사를 모두 고르시오. 

1) are written 2) will be sent 3) has improved 4) were sitting
5) have been 

said

6) is being raised 7) had cut 8) will work 9) am cut 10) was arrested

                                                      

    

정답  1), 2), 5), 6), 9) cut-cut-cut, 10)

[오답이유] 3) has improved : be동사가 없다. 

              4) were sitting : p.p.가 없다. 

              7) had cut : be동사가 없다.

              8) will work : be동사와 p.p. 둘 다 없다. 



12        안미정 영어 총정리 입실노트(FINISH)

문법 총정리 

Point 2   자동사는 수동태가 될 수 없다. ➞ 타동사만 수동태로 변환 가능

 

자동사인데 수동태로 만들어 함정을 만드니 조심하라.  

Q) 다음 중 문법적으로 올바른 형태를 고르시오. 

1) was appeared 2) is raised 3) has been risen 4) are consisted of 5) was occurred

정답  2) → 타동사인 raise는 수동태가 될 수 있다. 

‘raise 타동사 (~을 올리다) - raised – raised’

Point 3     수동태가 가능한 덩어리 동사구를 주의! 

                     - 수동태로 전환하더라도 전치사는 여전히 남아있다. 

laugh at ~를 비웃다 run over (차로) 치다 take care of ~를 돌보다 make fun of ~를 놀리다

 He laughed at me. → I was laughed at by him. 

 The truck ran over me. → I was run over by the truck.

 I should take care of my grandmother. → My grandmother should be taken care of by me.

 The boys made fun of her funny dress. → Her funny dress was made fun of by the boys.

Point 4   수동태 불가 동사들 

소유 동사 have 가지다, possess 소유하다, belong to ~에 속하다 

상태 동사 resemble 닮다, hold 들고 있다, lack 부족하다

He has a book. (O) → A book is had by him. (X)

The baby resembles her father. (O) → Her father is resembled by the baby. (X) 


